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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 내 CO2 레이져 이용에 대한 임상적 연구

윤욱재, 김수관, 오지수
조선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구강악안면외과

Purpose : Laser is used in various intraoral surgery and periodontal treatment reason 

for excellent hemostasis, easy to use, anti inflammatory reaction. Especially, it can 

be used for hemostasis, remove of soft tissue and tumor, leukoplkia, frenectomy, 

discoloration in gingival and treatment for peri implantitis. In various laser types, 

CO2 laser is absorbed predominantly by water and suitable for surgery of intraoral 

soft t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port about clinical case for 

treatment on CO2 laser with reviewing literature. 

Material and methods : Patients was visited in Chosun University Dental Hospital Oral 

Maxillofacial surgery Dept. and treated with CO2 laser and performed assessment 

of  clinical follow up and check the whether being complication. 

Results : CO2 laser is used for intraoral treatment for various using and effective for 

wound healing reason for excellent absorpvity to intraoral soft tissue, minimum 

penetration depth and function of sterilization. 

Conclusions : When using CO2 laser for intraoral treatment, it is effective for hemostasis 

and post operation pain control, it is used widely for anti inflamm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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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구강 내는 혈액 및 점막이 풍부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외과적 치료 시 출혈 및 지혈지연

에 의한 시야 및 술식의 제한이 생기며 이로 인한 시술 시간의 증가 및 환자 불편감이 존재

한다. 여러가지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레이져는 우수한 지혈효과 및 사용의 편이, 항염증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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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강 내 여러 외과적 처치 및 치주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1,2 더불어 비 

접촉식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으며 술 중, 술 후 동통이 낮으며 기계적 자극이 아니므로 창연의 

살균 효과 및 안정 유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3 특히 지혈, 연조직 및 종양의 제거, 백반증, 

소대 절제술, 치은착색 제거, 임플란트 주위염 처치 등 여러 술식에 적용할 수 있다.4 여러 레

이저 중에서도 CO2 레이저는 약 10,600nm 의 파장으로 에너지를 전달하여 수분을 많이 함

유한 조직에 친화성이 높아 흡수가 잘 되어 구강내 연조직 수술에 적합하여 광범위하게 이용

되고 있다.5 이에 CO2 레이저 처치를 받은 임상 증례를 통해 임상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2. Material and methods

  본 연구는 구강 내 백반증, 섬유종, 반흔 제거에 대해 CO2 레이져 (Specta – DENTA, Lutronic®) 

처치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2.0 – 4.0 W 의 고수준 반응 레이져 치료

(High level laser treatment, HLLT)로 시행하였다. 술 후 평가는 임상적 경과관찰 및 합병증 

유무 평가를 통해 시행하였다. 

3. Case reports

Case 1

  70세 여환으로 하악 우측 구치부 무치악 부위의 백색 병소를 주소로 내원 하였다. 이 병소

는 7년 전부터 생겨 절제 및 피부 이식 등의 처치를 받았으나 재발 및 계속적으로 존재하였

다(Fig. 1A). 조직검사 결과 verrucous leukoplakia 라고 진단되었으며 3차례 레이져를 적용

하고 6달 후 백색 소견의 범위 및 정도가 감소됨을 보이고 있다(Fig. 1B, 1C). 경과관찰 중 

하악 전치부의 설측 잇몸의 비슷한 병소가 관찰되어(Fig. 1D) 마찬가지로 CO2 레이져 적용하

여 1달 후 증상 완화됨을 알 수 있다(Fig 1E, 1F). 

Case 2

  53세 남환 으로 1년 전에 생긴 우측 혀의 전반적인 백색 병소를 주소로 피부과에서 냉동

요법을 받았으나 증상 지속되어 본원으로 내원하였다(Fig. 2A, 2B). 조직검사 결과 verrucous 

hyperplasia 라고 진단되었다. 범위가 광범위 하고 증상이 심하여 한달 주기로 3차례 레이져

를 적용 하였으며(Fig. 2C, 2D) 초진으로부터 4개월 후 정상 혀 점막과 비슷한 색과 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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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Fig. 2E, 2F). 

Case 3

  41세 여환으로 하악 전치부 설측의 잇몸 비대를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복용중인 약은 없었

다(Fig. 3A). 레이져를 이용한 병소 제거를 시행하였으며(Fig. 3B, 3D) 1주일 후 정상적인 잇

몸 범위 및 재발 소견은 관찰 하지 않았다(Fig. 3C). 

Case 4

  30대 여환으로 외상 후 상순에 대한 열상 봉합을 시행하였으나 반흔 잔존을 주소로 내원 

하였으며 vermillion berder에 대한 레이져 치료를 통해 반흔 제거를 시행하였다(Fig. 4A, 

4B). 2주일 후 경과관찰 시 약간의 반흔 감소가 관찰되었다(Fig. 4C). 

4. Discussion

  구강 내 외과적 처치 시 가장 큰 장애가 출혈에 의한 시야 및 기구 접근의 한계이다. 이로 

인한 처치 시간의 증가 및 부정확한 수술 범위 설정 오류 등 의 문제점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전에 출혈이 예상되는 구강 내 점막에 대한 레이져 처치를 통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CO2 레이져는 1964년 Patel 에 의해 첫 개발 되었고 1970년 

Polanyi 에 의해 구강악안면외과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4 각각의 레이져는 특유의 파장 

값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CO2 레이져는 10,600 nm 로 수분에 잘 흡수되는 

값이며 침투 깊이 일반적으로 0.1~0.2 mm 로 얕아 특히 구강 내 병소 절제 및 연조직 표면 

처리에 적절하다.1,6

  이러한 물리적 장점을 바탕으로 임상적 적용 시 높은 지혈 효과, 주변 조직에 대한 적은 

손상, 술 후 통증 감소, 항 염증 작용으로 인한 술 후 부종 감소, 연조직 제거 후 봉합의 불

필요, 적은 반흔 형성을 통한 재상피화 촉진, 비기계적 자극을 통한 창연의 안정 유지 등 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을 통해 구강 내에 광범위 하게 사용되고 있다 

(Table 1) .7,8,9 

  특히 백반증이나 색소침착에 대한 처치에 있어 일반적으로 냉동요법, 전기소작을 통한 처치, 

레이져 처치 등이 대표적이다.6,10 하지만 냉동요법은 정확한 병변의 절제가 어렵고 이로 이한 

주변 조직에 대한 손상으로 술 후 부종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존재한

다.9 또한 전기 소작을 통한 방법도 조직에 대한 열적 손상이 가능하고, 치조골이나 치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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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을 하지 않아야 하며, 소작 첨부가 술 중 계속적으로 깨끗해야만 적절한 처치가 가능하다

는 단점이 존재한다.9 CO2 laser 역시 적용 깊이가 깊지 않아 혀나 협점막과 같은 비각화 상

피에 대한 백반증 처치에 적절하다는 단점이 있다.4 하지만 다른 방법에 비해 결정적인 단점

이 적고 특히 인접 혈관이나 림프관을 밀착 폐쇄하여 항균처리 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반

증이나 악성 흑색종과 같은 병소에 있어 이형성 세포가 인접 조직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특히 이용되고 있다.4,11 

  또한 구강 내 혈관종이나 화농성 육아종과 같이 다른 병소에 비해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 

선택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12,13 특히 자가면역 질환이나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억제제 복

용 시 치은 비대 처치에 CO2 레이져가 이용되는데 이는 연조직에 대한 처치의 유용성 뿐만 

아니라 면역 억제된 환자를 대상으로 레이져 같은 비접촉식 및 항균작용이 있는 방법이 많은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다.14 

5. Conclusion

  본 연구는 CO2 레이져의 구강내 적용에 대해 임상적 치험례와 문헌고찰 등 을 통해 그 효

과를 조사하였다. CO2 레이져를 사용하였을 때 술 후 통증, 부종, 감염 등의 합병증은 적었으며 

비 침습적인 처치를 통해 환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 이러한 여러 장점을 바탕으로 보다 더 

많은 임상적 적용이 가능할 거라 예상되며 충분한 기간의 추적 관찰이 요구가 필요할 거라 

사료된다. 

               Table 1. Clinical using of CO2 laser on oral cavity

Clinical using of CO2 laser on oral cavity

Incisional and excisional biopsies
Ablation of lesion 
  Gingivectomy
  Remove of melanin pigmentation
  Scar revision
  Periodontal treatment 
  Peri-implantitis treatment
  Treatment for oral abs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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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Right mandible posterior gingival crest demonstrated a 1.5cm x 1cm 
area of leukoplakia B) After laser application C) After 6 month, lesion 
decreased. D) Mn. Anterior lingual gingival demonstrated leukoplakia E) 
After laser application F) After 1 month, lesio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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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 Broad area of leukoplakia lesion on Rt. tongue C,D) After 3 months 
E,F) After 4 months, lesion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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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Irritation fiborma on Mn. Anterior lingual gingival sulcus B) CO2 laser 
applicated on the lesion C) After 1 week D) Removed tissue

Fig 4. A) After laceration wound, remained scar on upper lip and vermilion 
border B) CO2 laser applicated on the scar C) 1 week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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